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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사 스케치/인터뷰] ‘다름’이라는 매력과 희소한 가치가
만나 완성된 빈티지 포트(Vintage Port)
Crystal Kwon • 2019년 11월 18일

지난 11월 15일, ‘주정 강화 포트 와인 워크숍’이 와인비전 아카데미에서 열렸다. 한국에서는 일 년에 단 한 번, 올해로 세
번째 개최된 본 과정은 포르투갈 현지 교육기관인 빈티지 포트 아카데미(The Vintage Port Academy)와 와인비전의
파트너십으로 진행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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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티지 포트 아카데미의 공동 설립자, Nicolas Heath(Taylor’s 마케팅 총괄)

포트는 양조 과정에서 소량의 포도 스피리츠를 첨가하는 방식으로 만들어지는 주정 강화 와인으로, 그중에서도 회사 소유의
포도원에서 최고의 수확을 기록한 해에만 만들어지는 와인이 빈티지 포트(Vintage Port)다. 지난 10년 동안 빈티지 포트의
비율은 생산된 모든 포트 중 2%도 채 되지 않을 정도로 매우 희소가치가 높은 와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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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시험에서 1등을 차지한 진호석 씨와 빈티지 포트 아카데미의 공동 설립자, Euan M. Mackay(Symington Family Estates 영업 총괄)

본 강의에서는 포트 생산지의 테루아, 생산 과정, 대표적인 포트 하우스 소개 등의 아카데믹한 개념뿐 아니라, 빈티지 포트의
보관 및 서빙 방법, 음식 페어링 등 실질적인 와인 소비 단계에서의 유용한 정보에 이르기까지 폭넓은 주제를 깊이 있게
다뤘다.
3시간에 걸쳐 진행된 강의가 끝나고 치러진 시험에서 참석자 32명 모두 합격하여 빈티지 포트 아카데미에서 발급한
수료증을 취득했다. 또한, 합격자 중 1등에게는 ‘2000년’ 빈티지 포트 6종 세트가 상품으로 주어졌는데, 수입사
까브드뱅에서 근무하는 진호석 씨가 1등의 영예를 차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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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티지 포트 아카데미의 공동 설립자, Euan M. Mackay(Symington Family Estates 영업 총괄)

와인비전에서 주최하는 수많은 원데이 클래스 중에서도 유난히 많은 이들의 문의가 이어지고, 일찍이 신청이 마감되기로
유명한 본 강의의 매력이 궁금하지 않을 수 없다.
본 강의를 함께 진행한 빈티지 포트 아카데미의 공동 설립자 Nicolas Heath(Taylor’s 마케팅 총괄)와 Euan M.
Mackay(Symington Family Estates 영업 총괄)는 포트 와인이 가진 ‘다름’이라는 매력이 본 강의를 향한 관심으로 이어진
것이 아닐까 추측했다.
> Euan, “올해로 한국에서 세 번째 강의를 진행했습니다. 지난 몇 년 사이 한국의 와인 시장이 빠르게 성장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클래식한 와인뿐 아니라 새로운 것을 갈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들에게 포트 와인은 특별한 스타일의
와인으로 각인되며, 많은 이들이 포트에 더 많은 관심을 갖고 지식을 쌓고자 합니다.”
> Nicolas, “일반적인 와인과는 완전히 다른 스타일을 보여주는 포트는 이러한 ‘다름’이라는 매력으로 사람들을
매료시킵니다. 그리고 단순히 한 잔에 담긴 와인을 넘어서, 포트가 가지고 있는 독특한 문화와 역사를 경험하고 싶은 이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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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티지 포트 아카데미의 공동 설립자, Nicolas Heath(Taylor’s 마케팅 총괄)

10년간 전 세계를 돌며 강의한 이들에게도 한국인들의 지식 탐구를 향한 학구열은 매우 놀랍다고 전했다.
> Euan, “한국의 학생들은 다른 국가의 사람들보다 더 높은 지식수준을 보여주며, 강의 때 매우 까다로운 질문을 던지고 더
많은 지식을 요구합니다.”
> Nicolas, “한국 사람들은 해외여행을 많이 하며, 보다 넓은 세상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직접 와이너리를 방문하여 더 많은
것을 보고 느끼고 친숙함을 느끼게 되는, 와인 투어리즘의 발달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Euan, “최근 몇 년을 돌아봤을 때, 와이너리 방문객 중 한국을 비롯한 아시아인의 비율이 확실히 높아졌습니다. 우리의
와인을 소개하고 우리의 이야기를 직접 전달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기회이기에, 와이너리를 방문하는 이들이 많다는 것은
우리에게도 아주 좋은 기회입니다. 또한, 좋은 기억을 안고 자신의 나라로 돌아간 이들은 이전보다 더 많은 관심을 가지며
지식을 쌓으려 하죠.”
> Nicolas, “한 가지 덧붙인다면, 한국은 아주 훌륭한 한식과 더불어 굉장히 뛰어난 퀄러티의 서양식 음식들을 쉽게 접할 수
있습니다. 세계의 다양한 음식을 취급하는 아주 높은 수준의 레스토랑들이 많기에, 다양한 음식과 함께 다양한 와인을
익숙하게 즐기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빈티지 포트를 가장 맛있게 즐길 수 있는 노하우 공유를 부탁했다.
> Euan, “빈티지 포트를 마실 때 2가지를 염두해 두면 좋습니다. 하나는 글라스 선택인데, 포트 전용 글라스가 없다면
화이트 와인 글라스 사용을 추천합니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온도입니다. 아무리 좋은 와인과 좋은 글라스가 준비되었다고
해도, 와인의 온도가 너무 높으면 실망스러운 맛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최고의 순간을 위해 조금 시원하게 온도를 맞춰서
준비하세요.”
> Nicolas, “다른 무엇보다 언제, 어디서, 그리고 누구와 함께하는가, 즉 와인을 즐기는 그 ‘순간’이 언제인지가 와인을 즐길

때 고려할 가장 중요한 요소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아주 풍성한 풍미로 가득한 훌륭한 와인을 집중하여 마시는 것도 물론
즐거운 일이지요. 하지만 아주 힘든 하루를 보내고 집으로 돌아와 좋아하는 TV 프로그램과 함께하는 휴식의 순간, 그리고
친구와 편하게 이야기를 나누는 친목의 시간, 여기에 빈티지 포트가 함께한다면 더없이 행복한 시간을 즐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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